리포트

삼성화재해상보험
“소비자 욕구 잡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답이죠”
'애니핏'은 삼성전자의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인
'삼성헬스' 앱을 이용한다.
삼성전자 휴대폰 사용자라면 앱 추가 설치 없
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.

당뇨병 고객이라면 '마이헬스노트' 앱으로
맞춤 관리 받으세요.
- 삼성화재 실손보험 가입자 중 30대 이상 당
뇨병 보유 고객 대상
- 혈당, 식사, 운동 등 생활습관 관리와 맞춤 상
담 서비스 제공
'마이헬스노트'는 고객이 모바일 앱에 혈당, 식
사, 운동 등 생활습관을 기록하면 이를 바탕으
로 맞춤형 메시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다.
'마이헬스노트'는 고객이 블루투스 또는 NFC
기능이 있는 혈당측정기로 혈당을 측정하면 그
기록이 자동으로 앱에 저장된다.

예를 들어 "어제 고구마를 드신 후 혈당이 215가 나왔네요. 중간 크기의

또 내가 먹은 식단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칼로리를 계산해 준다.

고구마 1개는 밥 2/3 공기와 같으니 고구마는 한 끼에 1개 이상 먹지 않

하루 동안의 걸음 수도 자동으로 측정된다.

도록 해보세요"와 같은 일대일 메시지를 제공한다.

입력된 고객의 건강기록은 강북삼성병원 당뇨전문센터의 자문을 받아 맞

'마이헬스노트'는 삼성화재 실손보험 가입자 중 30대 이상 당뇨병 보유

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.

고객이라면 무료다.

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험사들이 보험과 정보기술을 융합한 일명

우리 아이 신체·심리 성장정보 제공! '마이키즈 컨설팅' 서비스

인슈어테크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

- 자녀 심리검사 및 성장발달 예측 프로그램 체험

특히 삼성화재해상보험의 '애니핏', '마이헬스노트' 등 헬스케어 서비스

- 5월 말부터는 홈페이지에서도 자녀 심리검사 무료쿠폰 제공

와 자녀의 신체와 심리상태를 분석해 바른 성장정보를 제공하는 '마이키
즈컨설팅'이 돋보인다.

'마이키즈 컨설팅 앱'은 '신체건강'과 '마음건강' 등 두 가지 메뉴다.
'신체건강' 프로그램은 자녀 및 부모의 생활습관, 가족력 등을 바탕으로

운동목표 달성 시 포인트 지급! 건강증진 서비스 '애니핏'

현재 발달 상태와 미래 예측 키, 성인 예상 비만도 등 성장발달과 '아동기

- 월 보험료 5만원 이상 건강보험 가입 고객 대상

∼청소년기∼성년기'의 질병 위험을 예측해볼 수 있다.

- 걷기, 달리기, 등산 등 운동목표 달성 시 포인트 지급

서울대 보건대학원 성주헌 교수 연구팀이 개발했고, 만 15세 이하 자녀를
대상으로 한다.

'애니핏'은 걷기, 달리기, 등산 등 평상시에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

'마음건강' 프로그램은 정서, 공감, 자기 주도성, 성실성 등 자녀의 성향

목표 달성 시 포인트를 제공한다.

과 사회성을 알아보는 검사다.

월 또는 일 단위 운동목표를 달성하면 최대 월 4천500포인트를 적립할

만 21개월부터 만 15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.

수 있다.

또 5월 말부터는 삼성화재 홈페이지에서 '마음건강' 프로그램과 동일한

포인트는 커피전문점, 편의점 등 다양한 모바일 쿠폰을 구매할 수 있다.

'마이키즈 자녀 심리검사'를 제공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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